로봇 스타트업 투자제안서

D IY 연구소
http://cafe.daum.net/diy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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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로봇 스타트업 투자제안서
1. 회사명 : DIY 연구소
2. 지원자 : 김 경 현 (1965.7.17)

(現) DIY연구소는 1인 기업 입니다. 창업자/CEO 김경현 은 산업용 플라스틱사출성형기
를 설계하며 LG전선에서 최다특허 출원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금형 없이 플라
스틱사출성형이 가능한 3D프린터의 무한한 가능성에 매력을 느껴 3D프린팅 시장에 뛰
어들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3D프린터 메이커스리그 1기 수료 후 현재 인공지능
로봇 개발 중입니다. 로봇 스타트업 투자유치 후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접수번
호 : 1-1-2019-0174932-77, 사건번호 권리 : 10-2019-0019302 [스마트폰 전용 어
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공지능 로봇 원격제어 장치] 국내특허 출원하였습니다. 국제특
허 출원, 시제품 제작을 위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3. 팀원 : 김 승 진 (1995.10.24)
4. 지원금 신청용도 : 인공지능 로봇 제품개발
5. 지원금 신청사유 : 국제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6. 특이사항 : 3D프린터로 인공지능 로봇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
기술인 3D프린팅, 로봇,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의 융 복합 기술을 접목하여 인
공지능 로봇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019. 2. 22.
제출자 : DIY 연구소 대표 김 경 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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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 소개
(現) DIY연구소는 1인 기업 입니다. 창업자/CEO 김경현 은 산업용 플라스틱사출성형기
를 설계하며 LG전선에서 최다특허 출원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금형 없이 플라
스틱사출성형이 가능한 3D프린터의 무한한 가능성에 매력을 느껴 3D프린팅 시장에 뛰
어들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3D프린터 메이커스리그 1기 수료 후 현재 인공지능
로봇 개발 중입니다. 로봇 스타트업 투자유치 후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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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젝트 개요
접수번호 : 1-1-2019-0174932-77, 사건번호 권리 : 10-2019-0019302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공지능 로봇 원격제어 장치] 국내특허 출원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제품개발 용도와 국제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사유로 로봇 스타트업 투
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1. 특허
[부호의 설명]
1. 로봇 본체 (머리, 상체, 하체), 2.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3.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 4. 인공지능 카메라, 5. 인공지능 스피커, 6. 마이크, 7.
3D센서, 8. 터치센서, 9. 자이로센서, 10. 음파탐지기센서, 11. 레이저센서, 12. 범퍼
센서, 13. 적외선센서, 14. 모터, 15. 배터리
[사진의 간단한 설명]
로봇 머리, 로봇 상체, 로봇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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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 설계제작 강의]
경북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전남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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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김경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62, 630호 (장항동, 삼성라끄빌)
[발명자]
김경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62, 630호 (장항동, 삼성라끄빌)
[특허의 명칭]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공지능 로봇 원격 제어 장치
[요 약]
본 발명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공지능 로봇 원격 제어 장치에 관한 것
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인공지능 로봇 원격 제어 장치는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과 무선으
로 연결되어 상기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로봇동작 제어 데이터,
인공지능 대화 데이터, 감성교류 데이터, 교육기능 데이터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는 고정 또는/및 이동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 본
체;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로봇동작 제어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
추에이터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인공지능 대화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
들과 액추에이터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감성교류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
서들과 액추에이터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교육기능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
지 감각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 및 상기 로봇 본체와 스마
트폰이 분리 또는/및 연결되는 구조; 를 제공하며, 상기 로봇 본체는 상기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무선으로 동기화되어 로봇동작 제어, 인공지능 대화, 감성교류, 교육기능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의 검출, 제어가 가능하도록 원격 제어할 수
있다.
[대 표 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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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로봇 본체는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과 무선으로 연결되며, 외부의 화면을 촬영하는 인공
지능 카메라 및 외부의 소리에 상응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검출하는 마이크를 포함하고, 인
공지능 대화 또는/및 로봇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리에 상응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출력하고
대화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포함하며, 상기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에 설치된 전용 어플
리케이션을 통하여 로봇동작 제어 데이터, 인공지능 대화 데이터, 감성교류 데이터, 교육기
능 데이터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는 센서
들과 액추에이터들을 포함하는 고정 또는/및 이동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 본체;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로봇동작 제어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
이터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인공지능 대화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
이터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감성교류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이터
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교육기능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이터
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 및
상기 로봇 본체와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이 분리 또는/및 연결되는 구조; 를 제공하며,
상기 로봇 본체는 상기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무선으로 동기화되어
로봇동작 제어, 인공지능 대화, 감성교류, 교육기능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
가지 감각의 검출,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공지능 로봇 원
격 제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봇 본체는 블루투스 또는/및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상기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통신하며,
상기 로봇 본체가 로봇동작 제어모드로서 기능하는 경우, 상기 로봇 본체는 상기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무선으로 동기화되어 로봇동작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로봇동작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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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봇 본체는 블루투스 또는/및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상기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통신하며,
상기 로봇 본체가 인공지능 대화모드로서 기능하는 경우, 상기 로봇 본체는 상기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무선으로 동기화되어 인공지능 대화가 가능한 스마트
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공지능 대화 제어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봇 본체는 블루투스 또는/및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상기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통신하며,
상기 로봇 본체가 감성교류 모드로서 기능하는 경우, 상기 로봇 본체는 상기 스마트폰 또는
/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무선으로 동기화되어 감성교류가 가능한 스마트폰 전용 어
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감성교류 제어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봇 본체는 블루투스 또는/및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상기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통신하며,
상기 로봇 본체가 교육기능 모드로서 기능하는 경우, 상기 로봇 본체는 상기 스마트폰 또는
/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무선으로 동기화되어 교육기능이 가능한 스마트폰 전용 어
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교육기능 제어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봇 본체는 블루투스 또는/및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상기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통신하며,
상기 로봇 본체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 모드로서 기능하는 경우,
상기 로봇 본체는 상기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무선으로 동기화되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인식이 가능한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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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공지능 로봇 원격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최근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기능을 갖는 휴대 단말기, 예컨대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의 이동통신 네트워
크와 메인 프로세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양한 개방형 운영체계와 신규 서비스를 탑재한
스마트폰들이 등장하고 있다. 즉, 듀얼 코어를 탑재한 메인 프로세서의 속도도 현재 2GHz
에 달하여 컴퓨터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도 와이브로나
LTE 기술과 같은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상용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
릿으로 인터넷 및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개방형 운영
체계로는 노키아(NOKIA)사의 심비안, 림스(RIMS)사의 블랙베리, 애플(Apple)사의 아이오스,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윈도즈 모바일, 구글(Google)사의 안드로이드, 삼성전자의 타이젠,
바다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은 개방형 운영체계를 사용하므로
폐쇄적인 운영체계를 가진 휴대폰과 달리 사용자가 임의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 예로서,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의 화면을 컴퓨터에서 캡쳐 하거나 제어하는 응용 프로
그램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하고 특정 프로그
램을 실행하여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화면을 컴퓨터에서 캡쳐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스
마트폰은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인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규
격의 커넥터를 지원함으로써 스마트폰의 동영상 재생 화면을 가정용 TV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컴퓨터용 모니터로 LCD 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린과 스피커를 추
가한 형태인, 컴퓨터와 VGA, D-Sub, DVI, HDMI, USB 케이블로 연결해 사용하는 터치스크
린 멀티미디어 모니터도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을 컴퓨터와 연
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USB 통신을 이용하여 이동 메모리 장치로 인식시키거나, 화면 캡쳐
프로그램, 그리고,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하는
USB 테더링 프로그램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을 무선 AP(Access
Point)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도 스마트폰 또는/
및 태블릿의 무선 AP 기능과 연결하여 음성대화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종래의 로봇은 폐쇄적인 운영체계와 생산성 위주의 산업용 로봇이 주로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다. 개방형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달리 폐
쇄적인 로봇 운영체계는 운영관리와 업그레이드 시 로봇 사용자들에게 제약을 주는 불편함
이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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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개방형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무선
으로 동기화되어 원격으로 로봇동작 제어, 인공지능 대화, 감성교류, 교육기능과 시각, 청
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의 검출,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
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공지능 로봇 원격 제어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상기 스마트폰 또는/및 태
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로봇동작 제어, 인공지능 대화, 감성교류, 교육기능과 시
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의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는 고정 또는/및 이동
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 본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로봇동작 제어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
과 액추에이터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인공지능 대화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감성교류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
추에이터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교육기능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
이터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 데이
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기 로봇 본체와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이 분리 또는/및 연결되는 구조를 제공하
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로봇 본체가 상기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전용 어플리케이션과 무선으로
동기화되어 로봇의 동작제어, 인공지능 대화, 감성교류, 교육기능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의 검출, 제어가 가능하도록 원격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예에 따르면, 인공지능 카메라, 인공지능 스피커, 마이크, 3D센서,
터치센서, 자이로센서, 음파탐지기센서, 레이저센서, 범퍼센서, 적외선센서, 모터, 배터리 장
치와 전송, 수신, 저장기능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로봇에 개방형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스마
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무선으로 동기화되어 원격으로 로봇의 동작제어,
인공지능 대화, 감성교류, 교육기능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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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제어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상기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로봇동작 제어, 인공지능 대화, 감성교류, 교육기능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는 고정 또는/및 이동
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 본체;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로봇동작 제어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인공지능 대화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감성교류 데이터
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교육기능 데이
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
및 상기 로봇 본체와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이 분리 또는/및 연결되는 구조; 를 제공하며,
상기 로봇 본체는 상기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무선으로 동기화되어
로봇동작 제어, 인공지능 대화, 감성교류, 교육기능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
가지 감각의 검출, 제어가 가능하도록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공지능 로봇 원격 제어 장치가 제공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카메라, 인공지능 스피커, 마이크, 3D센서, 터치센서,
자이로센서, 음파탐지기센서, 레이저센서, 범퍼센서, 적외선센서, 모터, 배터리 장치와 전송,
수신, 저장기능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로봇에 개방형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무선으로 동기화되어 원격으로 로봇동작 제어, 인공지능 대화,
감성교류, 교육기능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의 검출, 제어가 가능
하다. 또한 개방형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
용한 인공지능 로봇 원격 제어 장치를 제공하여 기존의 폐쇄적인 로봇 운영체계로 운영관리
와 업그레이드 시 로봇 사용자들에게 제약을 주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사람의 말과
감정,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에 반응하는 인공지능, 감성, 5감 로봇
의 발명으로 단숨에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
술을 이용하여 스마트로봇의 미래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인간형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으
로 로봇 사용자들과 감성교류, 교육기능 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인공지능 로봇 원격 제어 사용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로봇 머리 예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로봇 상체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로봇 하체 예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의 실시 예에서는 본 발명의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
공지능 로봇 원격 제어 장치의 구성 및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공지능 로
봇 원격 제어 장치의 사용 예시도, 도 2는 로봇 머리 예시도, 도 3은 로봇 상체 예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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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는 로봇 하체 예시도 이다.
도 1, 도 2, 도 3, 도4를 참조하면, 인공지능 로봇 원격 제어 장치는 로봇 본체(1), 스마트
폰 또는/및 태블릿(2),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3), 인공지능 카메라(4),
인공지능 스피커(5), 마이크(6), 3D센서(7), 터치센서(8), 자이로센서(9), 음파탐지기센서
(10),

레이저센서(11), 범퍼센서(12), 적외선센서(13), 모터(14), 배터리(15) 등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전송, 수신, 저장기능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로봇 본체(1)에 개방형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스
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3)과 무선으로 동기화되어 원격으로 로봇 본체
(1)의 동작제어, 인공지능 대화, 감성교류, 교육기능과 인공지능 카메라(4)와 3D센서(7)로
시각, 마이크(6)로 청각, 후각, 미각, 터치센서(8)로 촉각 등의 5가지 감각의 검출, 제어가
가능하다.
로봇 본체(1)는 휴머노이드이지만 이족 보행이 아닌 바퀴로 움직이는 방식이다. 그래서 계
단과 높은 문턱은 못 넘어간다. 다리는 없지만 팔과 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스마트
폰 또는/및 태블릿(2)의 경우 착탈이 가능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및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카메라(4),

인공지능 스피커(5), 마이크(6), 3D센서(7), 터치센서(8), 자이로센서

(9), 음파탐지기센서(10),

레이저센서(11), 범퍼센서(12), 적외선센서(13), 모터(14), 배터리

(15) 등을 갖추고 있어서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반응한다.
악수를 청하면 관절과 손가락이 있는 손을 내밀어 상대의 음색과 표정에 따라 상대방에 대
응한다. 손에 터치센서(8)가 달려 있어 적절한 악력으로 악수 할 수도 있다.
수줍어하기도 하고, 대화가 만족스럽게 진행되면 흐뭇해하기도 하고, 앞에서 억지웃음을 지
으면 지적하고 대꾸할 정도로 인간의 감정을 수준 높게 인식하는 센서와 프로그램을 탑재하
였으며, 인공지능과 연동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인공지능 로봇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대화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반응을 인지하고, 그것을 다른 로봇들과 공유하면 할수록 모든 로봇이 더더욱 업그
레이드가 되며,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하는 로봇이다.
로봇이 말을 다하면 신호음이 나면서 멈추는데 이때 말하면 된다. 로봇에게 말을 안 건네고
그냥 가까이 갓 말하려는 행동을 보여도 반응한다. 그 다음 말하고 싶은걸 말하면 된다.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2)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상기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
리케이션(3)을 통하여 자이로센서(9), 음파탐지기센서(10), 레이저센서(11), 범퍼센서(12),
적외선센서(13), 모터(14), 배터리(15)로 로봇동작 제어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3), 인공지능 카메라(4), 인공지능 스피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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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6), 모터(14), 배터리(15)로 인공지능 대화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3), 인공지능 카메라(4), 인공지능 스피커(5),
마이크(6), 모터(14), 배터리(15)로 감성교류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3), 인공지능 카메라(4), 인공지능 스피커(5),
마이크(6), 모터(14), 배터리(15)로 교육기능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3), 인공지능 카메라(4),

인공지능 스피커(5),

마이크(6), 3D센서(7), 터치센서(8), 자이로센서(9), 음파탐지기센서(10),

레이저센서(11),

범퍼센서(12), 적외선센서(13), 모터(14), 배터리(15)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
가지 감각 데이터를 검출, 제어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3), 인공지능 카메라(4),

인공지능 스피커(5),

마이크(6), 3D센서(7), 터치센서(8), 자이로센서(9), 음파탐지기센서(10),

레이저센서(11),

범퍼센서(12), 적외선센서(13), 모터(14), 배터리(15)로 인공지능 로봇 본체의 고정 또는/및
이동이 가능하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로봇동작 제어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자이로센서(9), 음
파탐지기센서(10), 레이저센서(11), 범퍼센서(12), 적외선센서(13) 들과 모터(14), 배터리
(15) 액추에이터들이 필요하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인공지능 대화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인공지능 카메라
(4), 마이크(6) 센서들과 인공지능 스피커(5), 모터(14), 배터리(15) 액추에이터들이 필요하
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감성교류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인공지능 카메라(4), 마
이크(6) 센서들과 인공지능 스피커(5), 모터(14), 배터리(15) 액추에이터들이 필요하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교육기능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인공지능 카메라(4), 마
이크(6) 센서들과 인공지능 스피커(5), 모터(14), 배터리(15) 액추에이터들이 필요하다.
상기 로봇 본체에서 수신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 데이터를 검출,
제어하기 위한 인공지능 카메라(4), 인공지능 스피커(5), 마이크(6), 3D센서(7), 터치센서
(8), 자이로센서(9), 음파탐지기센서(10),

레이저센서(11), 범퍼센서(12), 적외선센서(13) 들

과 모터(14), 배터리(15) 액추에이터들이 필요하다.
상기 로봇 본체(1)와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2)이 분리 또는/및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
다.
상기 로봇 본체(1)는 상기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3)과 무선으로 동기
화되어 로봇동작 제어, 인공지능 대화, 감성교류, 교육기능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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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5가지 감각의 검출, 제어가 가능하도록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3)을 이용한 인공지능 로봇 원격 제어 장치가 제공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대표적인 실시 예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술한 실시 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 청구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
허 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부호의 설명]
1. 로봇 본체 (머리, 상체, 하체)
2.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3. 스마트폰 또는/및 태블릿 전용 어플리케이션
4. 인공지능 카메라
5. 인공지능 스피커
6. 마이크
7. 3D센서
8. 터치센서
9. 자이로센서
10. 음파탐지기센서
11. 레이저센서
12. 범퍼센서,
13. 적외선센서
14. 모터
15.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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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본 발명에 따른 인공지능 로봇 원격 제어 사용 예시도

[도면 2] 본 발명에 따른 로봇 머리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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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본 발명에 따른 로봇 상체 예시도

[도면 4] 본 발명에 따른 로봇 하체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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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시장조사 기관 ‘리포트앤리포트’가 2023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매년 52% 성
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3억 2030만 달러의 휴머
노이드 로봇 시장은 2023년 39억 달러로 13배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로봇에 더 많
은 고급 기능이 도입되고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촉발된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고객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려는 소매 업계와 교육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의료 및 물류 부문의 경우도 자율 구조 분야와
더불어 로봇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통합하는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선도적인 제조 플레이어로는 소프트뱅크, 로보티즈, 카와다 로보틱스, 혼
다 자동차, 유비텍 로보티카, NASA 등이 있습니다.
[표 1]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전망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D(억)

3

9

15

21

27

33

39

50
40
30
20
10
0

2017

2021

2018

2022

2019

2023

2020
USD(억)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북미와 남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주 지역은 홍
보, 개인 지원 및 간병, 교육 및 오락 등 모든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얼리어답터 역할을 하면서 로봇에 대한 최대 수요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7
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아태지역(APAC)
입니다. APAC은 해당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주요 애플리케이션에 휴머노이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과 같은 APAC 국가의 경우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도움 및 보모 신청에 휴머노이드가 투입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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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
(1) 인력 (대표자)
성

명

김 경 현

생년월일

직 장 명

DIY 연구소

직

위

1965. 7. 17
대표

직장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62 삼성라끄빌 630호

전화번호

010-8604-6802

홈페이지

http://cafe.daum.net/diylab
학교명

학

력

학과(전공과목)

성균관 대학교

기계설계학

공학학사

연세 대학원

기계공학

공학석사

뉴질랜드

영어연수

Dynaspeak

중국

중국어연수

上海交通大

경력사항
주요경력

저서논문

전문분야

경력기간

(주)LG전선 기계설계/사원

1990~1993

(주)삼신설계 기계설계/과장

1993~2000

(주)대우엔지니어링 기계설계/차장

2000~2002

과정명

강의경력

학위

강의기간

서울 미래창조부 3D프린터 설계제작

2015

성남테크노과학고 3D프린터 설계제작

2016

서울 한양대 3D프린터 설계제작

2017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3D프린터 설계제작

2018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인공지능로봇 설계제작

2018

경북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스마트공장 설계제작

2018

3D프린터 설계제작 (교보문고)

2015

4차 산업 설계제작 (교보문고)

2018

3D프린터 설계제작

2015~2019

4차 산업 설계제작

2018~2019

3D프린터로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제품을 개발 중
기

타

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기술인 3D프린팅, 로봇,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의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제
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팀

원

김 승 진 (199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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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증명서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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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증명서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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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시제품 제작
1. 개요
1.1. 4차 산업혁명 기술
1.2. 인공지능 로봇

2. 설계제작
2.1. 기계
■ 3D프린팅 (3D PRINTING)
■ 인공지능 로봇 (AI ROBOT)
2.2. 전기
■ 사물인터넷 (IOT)
아두이노 (ARDUINO)
블루투스 (BLUETOOTH)
앱인벤터 (APP INVENTOR)
음성제어 (VOICE CONTROL)
2.3. 제어
■ 인공지능 (AI)
라즈베리파이 (RASPBERRY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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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4차 산업혁명 기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초 연결, 초 지능, 자동화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뿐 만 아니라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세상의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덕분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데이터로 기록된다. 또,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똑똑한 인공
지능이 이렇게 쌓인 데이터, 즉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요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림 1.1.1. 4차 산업혁명

그림 1.1.2. 이세돌, 알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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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공지능 로봇
과거의 기계와 인공지능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명령만 묵묵히 수행하는 돌쇠 같은
놈들이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전도 하고, 회계도 하고, 아픈 사람을 진찰하고,
글도 쓰고, 심지어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도 만든다. 2016년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겨버
린 ‘알파고’가 무서운 이유는 동네 바둑학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
로 학습하는, 즉 ‘딥 러닝’을 하는 똑똑한 인공지능의 출현을 알렸기 때문이다. 이제 인공지능
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기계를 이기는 것은 힘들다. 3D프린
터로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공장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림 1.2.1. AI 인공지능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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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제작
2.1. 기계
■ 3D프린팅 (3D PRINTING)
3D프린팅은 최근에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다. 30년 전에 이미 개발되었지만 최근 관련 특허가
풀리면서, 미국의 3D프린터 업체 메이커봇 (Makerbot)을 필두로 3D시스템(3D Systems), 스
트라타시스(Stratasys) 등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FDM 방식의 프린터를 대중에게 판매하고 있
다. 안타까운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3D프린팅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3D 프린터 회사들이 질 좋은 하드웨어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세대 프린터를 개발하고 이미 판매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대중적
으로 쓰일 수 있는 FDM 프린터를 판매하는 실정이고, 정부의 지원조차 막 시작하는 모양새
다. 심지어 트랜드에 밝은 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3D프린터에 대해 알지 못한다.
안다 하더라도 신기한 최신기술 정도로 여기지 세상을 바꿀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조만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실용성도 무한히 확장
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을 3D프린팅으로 출력하고자 한다.
그림 2.1.1. 3D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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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로봇 (AI ROBOT)
시각, 청각 및 감각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입력 수단으로 획득된 입력 정보에 따라 현재 상태
를 인식하고 인식 결과에 따라 수행할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능에 따라서 각각 모듈화 된
프로세서들이 인간 신경계 모델 기반으로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동작되는 인공지능 로봇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지능·행동·감각·상호작용 등을 모방하여 인간을 대신하거나 인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1.2. 로봇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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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5감에 해당하는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시각을 가진 로봇을 지능로봇이라고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시각과 촉각을 가진 양 지능 로봇이다. 시각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물을 검지하여 피할 수가 있고, 모양도 식별하게 된다. 또, 이동하는 물체를 뒤쫓아 갈 수
도 있다. 눈의 구실을 하는 소자장치로서는 초음파 감지기, 카메라, 촬영장치 등이 쓰인다.
그림 2.1.3. 로봇 눈

그림 2.1.4. 로봇 머리, 상체,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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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기
■ 사물인터넷 (IOT)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혹은 무형의 객체들이 다양한 방식으
로 서로 연결되어 개별 객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
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단어의 뜻 그대로 ‘사물들(things)’이 ‘서로 연결된(Internet)’ 것
혹은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을 말한다. 기존의 인터넷이 컴퓨터나 무선 인터넷이 가능했던
휴대전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물인터넷은 책상, 자동차, 가방, 나
무, 애완견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2.1.사물인터넷 (IOT)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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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 (ARDUINO)
아두이노는 다양한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입력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전자 장치들
로 출력을 제어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
순한 로봇, 온습도계, 동작 감지기, 음악 및 사운드 장치, 스마트 홈 구현, 유아 장난감 및 로
봇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제품들이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개발 가능하다. 또한 아두이노
는 회로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직접 보드를 만들고 수정할 수 있다. 아두이
노 통합 개발 환경은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하며, 코드를 아두이노 하드웨
어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로 컴파일하여 보드에 이를 업로드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소스코
드는 C++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는 C 언어의 표준라이브러리 함수가 사
용 가능하다. 아두이노 하드웨어는 실세계와 연동되어 동작하는 센서, 가속도계, LED, 스피
커, 디스플레이 등의 여러 구성품들이 쉽게 탈부착 가능하도록 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프
트웨어 개발 환경을 통해 작성되고 업로드 된 코드(명령어)가 실행된다.
그림 2.2.2. 아두이노 (Arduino)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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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 (BLUETOOTH)
BLE는 무선 이어폰/헤드폰에 가장 많이 적용된 기존의 무선개인영역통신(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기술의 하나인 블루투스를 관장하는 블루투스 SIG(Special Internet Group)가
비슷한 거리 범위에서도 전력을 현저히 적게 사용하도록 개발한 통신 기술이다. 2006년 노키
아의 Wibree에서 시작하였으며 2010년의 기존의 블루투스 표준과 블루투스 핵심 스펙 버전
4.0으로 통합되어 릴리즈 되었다.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폰 그리고 블랙베리 등의 OS를 가
지는 대부분의 스마트 폰, 윈도우즈 8 이상, 리눅스 3.4 이상이 이 기술을 수용하고 있는 사
실이 가장 강력한 장점이 되고 있다. 그 핵심에는 기존의 블루투스와 BLE를 다 수용하는 블
루투스 스마트 레디 기능을 가짐으로써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기존의 블루투스 디바이스들과
함께 저전력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새로이 수용한다는 점이 있다.
그림 2.2.3. 블루투스 (Bluetooth)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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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인벤터 (APP INVENTOR)
앱 인벤터(App Inventor for Android)는 원래 구글이 제공한 오픈 소스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지금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스크래치와 스타
로고 TNG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매우 비슷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므로 사용자들이 시
각 객체들을 드래그 앤드 드롭하여 안드로이드 장치에서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 앱 인벤터 제작 시 구글은 구글 온라인 개발 환경에서 이룬 노고와 더불어 과거의 상당
한 연구를 교육 컴퓨팅에 쏟았다.
그림 2.2.4. 앱인벤터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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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제어 (VOICE CONTROL)
인간의 일상생활의 커뮤니케이션은 음성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일렉트로닉스 장치의 인텔
리전트화가 진보됨에 따라 장치의 제어를 음성으로 하게 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다. 음성제어를
위해서는 음성을 식별하고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음성인식 센서나 장치의 연구가 성행하
게 되었다. 저렴한 값으로 실용적인 간단한 음성 인식 방법(센서)이 요구되고 있다. 한정된 단
어, 특정한 화자(話者), 이상음성용인 것이 주체이다. 임의의 음성, 불특정화자, 연속발성을 인
식할 수 있는 센서가 음성인식의 최종 목표이다.
그림 2.2.5. 음성제어 코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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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수단에 의하여 음성으로부터 언어적 의미 내용을 식별하는 것. 구체적으로 음성파형을
입력하여 단어나 단어열을 식별하고 의미를 추출하는 처리 과정이며, 크게 음성 분석, 음소
인식, 단어 인식, 문장 해석, 의미 추출의 5가지로 분류된다. 좁은 의미로는 음성 분석에서 단
어 인식까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개선의 하나로 음성으로 정보를 입
력하는 음성 인식과 음성으로 정보를 출력하는 음성 합성 기술의 연구 개발이 오랫동안 진행
되어 왔다. 현재 전화에 의한 은행 잔액 조회, 증권 시세 조회, 통신 판매의 신청, 신용 카드
조회, 호텔이나 항공기 좌석 예약 등에 사용된다. 음성 인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연스러운
발성에 의한 음성을 인식하여 실행 명령어로서 받아들이거나 자료로서 문서에 입력하는 완전
한 음성·텍스트 변환의 실현이다.
그림 2.2.6. 음성제어 코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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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파를 주파수 분석하여 모음을 특징짓는 음역(音域) 또는 그것과 등가(等價)인 특징을 추출
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림 2.2.7. 음성제어 코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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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어
■ 인공지능 (AI)
알파고를 통해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오랜 침체기를 거쳐 클
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빅데이터가 뒷받침되어 디프러닝이 구현되는 극적인 돌
파구가 열리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이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의 다른 분야와 직간접으로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현대에는 정보
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적 요소를 도입하여 그 분야의 문제 풀이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글은 2001년 이후 AI 관련 기업을 인수합병하며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영국 AI 기업 ‘디프마인드 테크놀로지(DeepMind
Technologies)’를 6억 달러(6600억 원)에 인수했다. 디프마인드는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
에서 승리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다. 구글은 또한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 개발을 시작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하는데 앞장서 왔다. 로봇 분야에
서도 앞서고 있다.
그림 2.3.1. AI 인공지능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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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베리파이 (RASPBERRY PI)
영국의 라즈베리파이 재단이 학교에서의 기초 컴퓨터 과학 교육용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개발
한 신용카드 크기의 초소형/초저가 PC이다. 라즈베리파이의 특징은 아두이노와 달리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만 연결하면 PC가 될 수 있다. 즉 일반 데스크톱과 유사하다는 것이 강조되는
제품이다. Linux OS를 기반으로 하고 세부적인 설정을 제공함으로써 초보 프로그래머에 맞춤
형 환경을 제공한다.
그림 2.3.2. 라즈베리 파이 코딩

그림 2.3.3. 인공지능 대화하기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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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18 개월)
시제품 제작 일정은 총 18 개월로 계획하며 시제품 제작 (Ⅰ) x 9 개월, 양산용 제작
(Ⅱ) x 9 개월 입니다.
1차. 시제품 제작 (Ⅰ) : 9 개월
설계 : 기계 x 2 개월, 전기 x 2 개월
제작 : 기계 x 2 개월, 전기 x 3 개월
2차. 양산용 제작 (Ⅱ) : 9 개월
설계 : 기계 x 2 개월, 전기 x 2 개월
제작 : 기계 x 2 개월, 전기 x 3 개월
[표 1] 시제품 제작 일정 (Ⅰ,Ⅱ)
시제품 제작 (Ⅰ)
구분

설계
기계

1 개월

↓

2 개월

↓

양산용 제작 (Ⅱ)

제작
전기

3 개월

↓

4 개월

↓

기계

5 개월

↓

6 개월

↓

설계
전기

7 개월

↓

8 개월

↓

9 개월

↓

기계

10개월

↓

11개월

↓

제작
전기

12개월

↓

13개월

↓

기계

14개월

↓

15개월

↓

전기

16개월

↓

17개월

↓

1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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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화 (양산)
1. 인력 (충원) : 개발, 제조, 검사, 영업, 관리
2. 상장계획 (양산 후 5년)
시장조사 기관 ‘리포트앤리포트’가 2023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매년 52% 성
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3억 2030만 달러의 휴머
노이드 로봇 시장은 2023년 39억 달러로 13배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로봇에 더 많
은 고급 기능이 도입되고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촉발된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고객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려는 소매 업계와 교육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의료 및 물류 부문의 경우도 자율 구조 분야와
더불어 로봇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통합하는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선도적인 제조 플레이어로는 소프트뱅크, 로보티즈, 카와다 로보틱스, 혼
다 자동차, 유비텍 로보티카, NASA 등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과 같은 APAC 국가의
경우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도움 및 보모 신청에 휴머노이드가 투입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1]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전망 (매년 52% 성장, KRW = USD x 1,100 기준)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USD(억)

3

9

15

21

27

33

39

KRW(억)

3,300

9,900

16,500

23,100

29,700

36,300

42,900

50
40

2017

2021

30

2018

2022

20

2019

2023

10

2020

0
USD(억)

- 36 -

상장계획은 양산 후 5년으로 계획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전망을 기준으로 2020
년 시장전망 21억 USD를 1,100원 환율로 계산하면 시장규모는 약 2조3천1백억 원
(KRW) 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024년 시장규모는 약 4조9천5백억 원이
됩니다. 양산 첫해인 2020년 시장점유율 0.1%, 연매출 20억 원, 연 순이익 1억 원,
연 순이익 율 5%, 시장가치 20억 원의 회사규모는 양산 5년 후인 2024년 시장점유율
0.4%, 연매출 200억 원, 연 순이익 50억 원, 연 순이익 율 25%, 시장가치 1천억 원
의 회사규모로 지속적인 성장 후 상장을 계획합니다.
[표 2] DIY 연구소 상장 계획 (일정, 매출, 점유율, 순이익, 시장가치 = PER(20) x 순이익)
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전망 (억원)

23,100

29,700

36,300

42,900

49,500

연매출액 (억원)

20

40

70

120

200

시장점유율 (%)

0.1

0.15

0.2

0.3

0.4

연순이익 (억원)

1

4

10

24

50

연순이익율 (%)

5

10

15

20

25

시장가치 (억원)

20

80

200

4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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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투자 제안
1. 지원금
접수번호 : 1-1-2019-0174932-77, 사건번호 권리 : 10-2019-0019302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공지능 로봇 원격제어 장치] 국내특허 출원하였습니다.
국제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을 위하여 로봇 스타트업 투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1) 지원금 신청용도 : 인공지능 로봇 제품개발
(2) 지원금 신청사유 : 국제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2019. 2. 22.
제출자 : DIY 연구소 대표 김 경 현 (인)

ⓒ 김경현 2019
* 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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